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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 저작권에 관한 법적고지 

ROPPOR 군집드론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허가되지 않은 사용 및 배포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의 기능, 기능목

록, 기능 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 모든 내용물의 무단복제, 사용, 배포 등은 저작권법

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ROPPOR 군집드론 체험판 소프트웨어는 기능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 상업용, 

교육용, 또는 업무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으신 사용자께서는 staff@roppor.com으로 문의내용을 보내주시면 성실히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책임의 한계에 관한 법적고지 

㈜켐에쎈은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군집드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만을 담당하며, 드론 기

체를 실제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부품, 장비 등의 관련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 

등의 자료는 여러 제조사들의 제품 및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테스트하여 저희 소프트웨어와의 

연동됨을 확인한 한가지 예에 불과하며, 각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의 내구성, 안정성, 특정 목적

에 맞는 기능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벗어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의 선택, 연동 및 운용결과 등의 책

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기간 및 드론 대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제공되는 무료 체험판을 이용하여 각자의 목적에 맞는 하

드웨어 및 이동통신망을 선택하시고, 이의 기능, 내구성, 안정성, 오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검증하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드론의 실제 운용 시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셔야 합

니다. 

소프트웨어 외에 사용자가 선택한 드론기체, 부품, 장비, 이동통신망 등의 연동과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오작동, 사고, 재산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예기치 못한 상황 및 불법적 운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켐에쎈에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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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개요 

ROPPOR 군집드론 가상운영 시뮬레이터(이하 ROPPOR Simulator)는 운영PC에서 실제 드론과 유

사한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아 비행 장소의 통신상태에 따른 운영 가능한 드론의 대수를 점검하고 

ROPPOR 3종 제품군(Server, Private, Art)의 기능을 가상의 드론들과 연동하여 시뮬레이션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ROPPOR Simulator는 운영PC, 중계PC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제3의 PC를 사용하실 경우, VPN키를 새로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ROPPOR Swarm(Server, 

Private) 제품에서는 경로 편집과 업로드 다운로드를 통하여 실제 경로 비행과 유사하게 자율 비

행 등 테스트가 가능하고, ROPPOR Art 제품에서는 공연 대형에 대한 Path파일을 업로드하여 공연 

비행을 3D ART MODE에서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PC에는 JAVA 8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PC의 인터넷 환경과 RAM 및 CPU 상태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가상 드론의 기체 수는 제한됩니다. 가상 비행은 실제 비행과 일치하지 않

으며 시뮬레이션 테스트만 가능합니다. 

 

2. 사용 방법 

1-1 ROPPOR Swarm(Server, Private) 가상운영 시뮬레이션 

ROPPOR 홈페이지에서 ROPPOR Simulator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중계PC, 운영PC 외의 PC에서 사

용하실 경우 ‘ROPPOR Swarm 소프트웨어 설치 가이드’ 참고하셔서 VPN을 우선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OPPOR Simulator를 실행합니다. 

 

ROPPOR Simulator를 실행하면 커맨드 창이 뜨고 4가지의 질문에 사용 용도에 맞게 입력합니다. 

1번 기체부터 5대의 기체를 ROPPOR Private용으로 실행하여 보겠습니다. 

첫번째 ‘Please enter the first drone number’에 1을 입력합니다.  

 



 

두번째 ‘Please enter the number of drones’ 사용할 드론의 기체 수만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5번 기체부터 30번기체까지 켜고 싶다면 첫번째 입력에 5, 두번째에 30을 입력) 

세번째 ‘Please enter an IP to connect to’에 ROPPOR 운영PC의 IP Address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Enter the name of the product you want to access’에 운영PC에 사용하는 ROPPOR 군

집드론 지상관제 소프트웨어 제품 이름 ‘Server’ 또는 ‘Private’을 입력합니다.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커맨드 창에 ‘WebSocket Client Connected’ 와 ‘Config.ini has been downloaded success.’ 가 

표출되는지 확인합니다. 설정하신 가상 드론의 대수만큼 메세지가 표출됩니다. 

 

  



 

다음으로 바탕화면에 ‘FtpDownloadTest’ 이름의 폴더와 config.ini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ROPPOR Art를 사용하시는 경우 Path 파일을 업로드 시 해당 폴더에 업로드 되어 저장됩니

다. 

 

특별한 이상 없이 실행되었으면 이제 운영PC의 ROPPOR 군집드론 지상관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

여 기체들이 표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경로비행을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경로 편집 및 ROPPOR 기능은 ‘ROPPOR Server 군집드론 

지상관제 소프트웨어 기능 명세서’ 또는 ‘ROPPOR Private 군집드론 지상관제 소프트웨어 기능 명

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편집 및 업로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FLIGHT]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상의 드론들이 편집한 경로데로 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ROPPOR Art 가상운영 시뮬레이션 

ROPPOR Server, ROPPOR Private과 마찬가지로 ROPPOR Simulator를 실행하시고, 시작번호, 기체대

수, 운영PC IP Address를 입력하신 후, 마지막 ‘Enter the name of the product you want to access’

에 운영PC에서 사용하는 ROPPOR 군집드론 공연운영 소프트웨어 제품 이름 ‘ART’를 입력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하신 기체 수만큼 켜졌는지 확인하신 후, 공연 대형 경로 파일을 업로드 합

니다. 공연 대형 경로 파일은 ‘ROPPOR Art 5대 공연 대형 제작 과정’과 ‘ROPPOR Art 공연 대형 

생성 가이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대형 경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였다면 [ART START]버튼을 클릭하여 비행을 시작합니다. 

 

상단 [3D ART MODE]를 클릭하여 공연 대형 3 차원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이동하신 후, 우측 하단 

[Ground] 클릭하여 공연 고도를 지상으로 설정하시고, 공연 비행이 실제 제작하신 공연 대형 

경로와 동일하게 비행을 하는지 점검합니다. 

 


